
Advanced 

Semiconductor 

Engineering  

Chapter 01   

Physical Theory of Semiconductor  

물리전자공학  



2012 학년도 1학기 수업계획서 

1. 일반사항 

교과목명 물리전자(영어강의) 과목번호 43847 강의시간 01(월5 목1,2) 

개설학과 전자재료공학과 학점/시수 3/3 강의실 01(공602 공802) 

2. 담당교수 

성명 이성수 소속 신소재공학과 연구실 자연관 536호 

연락처 999-5704 E-MAIL ssyi@silla.ac.kr 상담시간 월9, 목8 

3. 수강생 유의사항 및 수업형태 

선수과목  Fundamental Physics 제한학과   

수강학과 
 Dept of Electronic Materials 

Engineering 
강의유형  강의,토론,발표 

활용기자재  빔 프로젝터 교육자료  VTR 및 멀티미디어 사용 

원어사용  영어 사용 S/W 
 Ms 

Office(word,excel,powerpoint),한글2002 

팀티칭  무 준비물및기타   

4. 수업목표 및 교과목 개요 

수업목표 
Understanding the physical concepts related to the solid state 

materials. 

교과목개요 

The solid state physics related phenomena including crystal structure, 

crystal vibration, electric and magnetic properties will be discussed 

through this course. 

5. 성적평가방법 

출석 과제물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습태도 

10 10 30 40 10 



6. 주별계획 및 실험.실습계획 

주

별 
강의내용 및 방법 활용기자재 과제물 비고 

1  Introduction of course Ch. 1 Fundamental particles 
 Beam 

Projector 
    

2 
 Atoms, Charge of electron Mass of electron, Energy of 

electron 

 Beam 

Projector 
    

3  Forces and acceleration of electron Velocity of electron 
 Beam 

Projector 

 HW #1, Exercise 

of Ch.1 

 Discussion 

for Ch. 1 

4 
 Ch.2 Fundamental of Quantum theory Quamtum of 

physical quantities 

 Beam 

Projector 
    

5  Ch.2 Wave properties of particles  
 Beam 

Projector 
    

6  Ch.2 Wave diffraction and Reciprocal lattice 
 Beam 

Projector 

 HW #2, Exercise 

of Ch.2 

 Discussion 

for Ch. 2 

7  Ch.3 Crystal binding and Elastic constants 
 Beam 

Projector 
    

8  Midterm Exam.       

9  Ch.3 Crystal binding and Elastic constants 
 Beam 

Projector 
    

10  Ch.3 Crystal binding and Elastic constants 
 Beam 

Projector 

 HW #3, Exercise 

of Ch.3 

 Discussion 

for Ch. 3 

11  Ch.4 Phonons I. Crystal Vibration 
 Beam 

Projector 
    

12  Ch.4 Phonons I. Crystal Vibration 
 Beam 

Projector 
    

13  Ch.4 Phonons I. Crystal Vibration 
 Beam 

Projector 

 HW #4, Exercise 

of Ch.4 

 Discussion 

for Ch. 4 

14  Ch.5 Phonons II. Thermal Properties 
 Beam 

Projector 
    

15  Ch.5 Phonons II. Thermal Properties 
 Beam 

Projector 

 HW #5, Exercise 

of Ch.5 

 Discussion 

for Ch. 5 

7. 교재 및 참고문헌 

구분 교재명 저자명 출판사 발행일자 

교재 Advanced Semiconductor Engineering 류장렬 형설출판사 2010.09 

참고 Solid state electronic devices 
Ben Streetman, Sanjay Kumar 

Banerjee 
호을 Science 2006.02 



Chapter 01   

물성론(Physical Theory)   

 제  1 절 :  소립자 

 제  2 절 :  양자론의 기초 

 제  3 절 : 확률분포함수 

 제 4  절 : 페르미-디렉 분포함수 

 



제1절 소립자  

1.1.1 원 자   
 1. 원자의 발견 

   - 소립자(elementary particle) 모든 물질은 전자, 양성자, 

중성자, 중간자 등의 소립자로 구성 

   - 원자 모형  

    * 원자핵(原子核 : atomic nucleus), 전자(電子 : electron) 

  2. 원자핵 

     * 양성자, 중성자, 중간자 핵력으로 결합 

  3. 분자의 구조  

    -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구성  

    - 수소 분자인 H2        



제1절 소립자  

1.1.1 원 자   
3. 분자의 구조 

    



제1절 소립자  

1.1.1 원 자   
 3. 분자의 구조 

  - 원자의 구성  

    



제1절 소립자  
1.1.1 원 자   
 3. 분자의 구조 

  - 실리콘(silicon), 게르마늄(germanium), 비소(arsenic)   

   가전자(價電子) 또는 최외각 전자  

               (Si)                    (Ge)                     (As) 



원소의 주기율표 



제1절 소립자  

1.1.2 전자의 전하    

    - 전자의 전하량  

1.1.3 전자의 질량 

    - 비전하(比電荷) 전자의 질량에 대한 전하의 비 

   

    - 전자의 정지질량  

    - 전자의 운동질량 m  
  

1.1.4 전자의 에너지   전자전압  eV：electron Volt  

  



제1절 소립자  

1.1.5 전자의 힘과 가속도  

  - 입자가 받는 힘 F   

   



제1절 소립자  

1.1.6 전자의 속도  

     

   

전자의 이동속도 v 



제2절 양자론의 기초 

1.2.1 양자  

 - 양자(量子:quantum)   

 - 빛의 이중적 성질  

  * 파동으로서의 성질 :드 브로이(de Broglie)파, 불확정성의 
원리 및 회절 현상  

  * 입자로서의 성질 :광전효과(光電效果), 콤프턴(Compton) 효과  

 - 전자와 중성자  

  * 입자로서의 성질 : 힘에 의해 직진운동  

  * 파동으로서의 성질 : 전자선 회절(電子線回折) 

 - 입자성 물리량 :속도, 운동량,운동에너지 

 - 파동성 물리량 : 파장, 진동수(振動數) 혹은 주파수  

     


